
 

    

 

개인정보보호 안내문 – [RotemNet Web] [TrioAir]  

주의: 문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 문서가 우선합니다. 

1. 도입 

이 개인정보보호 안내문은 사용자가 Munters Israel Ltd. (“Munters” 또는 “당사”)의 

앱[TrioAir] [RotemNet Web] 앱”)을 사용할 때 당사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존중하며 당사가 처리하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정당하게 보호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아래에서는 당사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의되지 않고 이 개인정보보호 안내문에서 사용된 모든 대문자로 된 용어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 [RotemNet Web] [TrioAir]. 

2. 개인 데이터 처리 작업 설명 

어떠한 개인 

데이터가 

처리됩니까? 

개인 데이터는 

어떠한 목적으로 

처리됩니까? 

개인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개인 데이터는 

얼마나 오래 

보관됩니까? 

이름, 이메일 주소 

및 암호 

사용자의 계정을 

관리하고 앱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 약관에 명시된 

당사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 앱의 

이용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사용자가 앱에 

활성화된 계정을 

보유하는 동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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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개인 

데이터가 

처리됩니까? 

개인 데이터는 

어떠한 목적으로 

처리됩니까? 

개인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개인 데이터는 

얼마나 오래 

보관됩니까? 

해당 사용자에게 

앱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 및 

결제 세부정보 

결제 처리를 위해 개인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자와 함께 

체결한 이용 약관에 

명시된 당사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장부보존법에 따라 

1년 

장비가 사용되는 

장소의 지리적 위치 

앱에 사용자의 

위치를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개요를 제시하기 

위해 이 정보는 

또한 해당 장소 

위치의 날씨 

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 데이터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함께 

체결한 이용 약관에 

명시된 당사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앱에 

활성화된 계정을 

보유하는 동안 계속. 

 

3.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사는 적합한 기술 및 조직적 방법을 실행하여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우연히 또는 불법적으로 이용되거나 인가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상기 목적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Munters 내의 직원들만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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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당사를 대신하거나 당사와 다른 식으로 협업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급업체 및 파트너사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사의 

온라인 청구 시스템 제공사, 당사 ERP 시스템 제공사, IT 서비스 제공사(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 포함)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분석 플랫폼인 Sonar 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Munters 그룹사인 MTech Systems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는 이스라엘에서 처리되는 것 이외에도, [미국, 중국 및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및 중국] 을 포함한 EU/EEA 외부 국가에도 전송됩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개인 데이터 보호 수준이 EU/EEA내의 국가들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송은 

제 2조에 명시된 목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개인 데이터를 EU/EEA 이외의 

국가에서 처리하고 전송할 경우, 당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적합한 결정(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적합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EU 

외부의 국가)을 따르거나 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표준 계약 조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수준의 사용자 개인 데이터 보호를 보장합니다. 적합한 결정은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표준 계약 조항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Munters Israel Ltd. (등록번호: 512025966, 주소: 18 Hasivim Street, Petach-Tikva 49517, 

Israel, 이메일 주소: support@rotem.com, 전화번호: +972-3-920-6200)는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컨트롤러입니다. 이는 곧 사용자 개인 데이터가 정확하게 

처리되고 적용 가능한 법에 의거 처리되는지를 당사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 

사용자의 권리에 대해 더 알아보십시오. 

(a) 액세스 권리: 사용자는 자신에 관한 어떠한 개인 데이터가 처리되는 

지, 어떤 목적을 위해 당사가 해당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누구와 공유하는 지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해당 데이터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b) 교정할 권리: 당사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용자는 항상 당사에 해당 개인 

데이터의 시정 또는 완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 삭제 및 제한할 권리: 일부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처리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https://ec.europa.eu/info/law/law-topic/data-protection/international-dimension-data-protection/adequacy-decisions_en
https://ec.europa.eu/info/strategy/justice-and-fundamental-rights/data-protection/data-transfers-outside-eu/model-contracts-transfer-personal-data-third-countrie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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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당사는 

사용자에게 앱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해 

주십시오. 

(d) 반대할 권리: 사용자는 당사의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e) 데이터를 이식할 권리: 당사가 사용자의 동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이행을 처리의 근거로 삼는 경우, 사용자는 체계적이고, 널리 사용되며 

그리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해당 데이터를 다른 컨트롤러에게 전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f) 동의 철회: 사용자가 명시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제공된 연락처 정보를 통해 당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관한 개인 데이터를 당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위에 

명시된 연락처 정보로 당사에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임의의 EU 회원국의 

데이터 보호 당국(각 데이터 보호 당국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데이터 보호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변경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앱에 이 

개인정보보호 안내문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게시함으로써 해당 변경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https://edpb.europa.eu/about-edpb/board/members_en

